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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과 같은 형태의 로봇으로 국내외

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보행과 인간

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기술 개발에만 연구가 집중되고 있
어 인간이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물체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인 RecurDyn 과 Matlab 
Simulink 를 이용하여 로봇의 3D 모델링부터, 로봇의 역기구

학 계산, 중력, 부하토크, 등가 관성계수, 마찰계수를 설정 
하였고, Matlab Simulink 와 연동하여 설계한 PD 제어기로 물
체의 수직, 수평 위치와 속도를 받아 두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서로 협동하여 안정적으로 물체를 운반하기 위한 
제어 시스템을 구현하고 시뮬레이션으로 결과를 확인 하였

다.  
 

2. 본론  
2.1 휴머노이드  로봇 
 

 

Fig. 1 3D Modeling of Humanoid Robot 
 

본 연구에서 사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Fig.1 의 로봇으

로 다리 6 자유도, 팔 4 자유도, 손 1 자유도, 허리 2 자유

도, 목 1 자유도로 총 25 자유도를 가지고 키는 30cm, 무게 

5kg 의 소형 로봇이다. 각 관절은 3kg/cm 의 토크를 가지며, 

위치 센서를 가지고 있고 PC 와 연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

다. 

 
2.1.1 로봇의 역기구학적  해석 

 

로봇의 역기구학적인 해석을 하기위해 로봇을 크게 하체

와 상체로 나눠 D-H 규약에 의한 링크인자를 설정하였다. 

상체와 하체는 Table 1 에 나타내었다. 상체와 하체 모두 

D-H 규약에 의한 링크 인자를 대칭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

므로 한쪽만 수식을 세웠으며 상체와 하체 모두 허리의 링

크를 기준으로 D-H 규약에 의한 링크 인자를 설정하였다. 

이는 RecurDyn 에서 로봇 각 관절을 움직이기 위해 사용되

며 로봇의 역기구학으로부터 나온 각 관절의 ϑ 값을 이용

하여 물체의 수평, 수직 성분의 위치와 속도를 계산하여 

Matlab Simulink 로 입력해주게 된다. 이를 설계한 PD 제어

기로 입력받아 다시 RecurDyn 으로 물체의 수평, 수직 성

분의 가속도 보정 값을 입력하여 로봇들이 물체를 안정적

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Table 1 D-H parameters for upper and lower body of the robot (Left: 

upper body, Right: lower body) 
 

Link ai αi di ϑi 
1 - π/2 0 2.55 ϑ 

2 π /2 0 6.33 ϑ 

3 π /2 6.849 2.1 ϑ 

4 - π /2 0 0 ϑ 

5 - π /2 0 8.182 ϑ 

6 0 -1.998 0 0 

7 π /2 -5.441 0 ϑ 

8 π /2 0 6.912 0 
 
 

2.1.2 RecurDyn 과 Matlab Simulink 를 이용한 시스템 
구성 
 

 

Fig. 2 Design for simulation environment using RecurDyn 
 

Fig.1 에서 소개한 로봇의 3D 모델을 이용하여 RecurDyn
으로 기본 적인 시뮬레이션 환경을 Fig.2 와 같이 설계하였

다. 동일한 두 대의 로봇이 서로 마주보며 물체를 이동시

킨다고 가정하였을 때, 대칭된 동작을 하므로 시뮬레이션 

연산 시간을 단축 시키기 위해 한 대의 로봇은 가상으로 

존재한다고 설정하고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였다. 시뮬

레이션을 위해 설정한 환경은, 중력 9.8 N/m, 바닥의 마

찰계수 0.45 로 하였다. 또한 Matlab Simulink 과 연동시키

기 위하여 RecurDyn 에서 로봇의 가슴을 기준점으로 하여 

물체와의 수직, 수평 거리 및 속도를 연산하게 하였고, 

Matlab Simulink 는 이를 입력 받아 PD 제어를 통해 

RecurDyn 으로 물체의 수평, 수직 성분의 가속도를 궤환해

주어 로봇 하체의 움직임으로 인한 이동에 따라 물체가 안

정적으로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로봇을 제어하게 하였다. 

안정적인 물체 운반을 위한 두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협동 자세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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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ai αi di ϑi 
1 0 3.69 -3.71 ϑ 

2 π /2 0 -3.15 ϑ 

3 π /2 0 0 ϑ 

4 - π /2 9.98 0 ϑ 

5 0 -10.04 0 ϑ 

6 π /2 0 0 ϑ 

7 π /2 -3.35 0 ϑ 

359



한국정밀공학회 2009 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Matlab Simulink 로 구현한 제어기는 Fig.3
스템 Diagram 은 Fig.4 와 같다. 

 

Fig. 3 Design for control system using Matlab Simulink
 

Fig. 4 Schematic Diagram of Entire System
 

3. 결론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PD 제어기로 보정한

수직의 변위와 속도 오차를 측정하였다. PD 
값은, 수평 위치 200, 수평 속도 100, 수직

속도 30 으로 설정하였고, Fig.6 에서 보듯이

로도 물체의 수직 이동에 관해서 안정적인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수평 이동의 제어에서는

정적인 이동만을 고려하여 제어기를 설계하면

로봇의 보행에 영향을 주게 되어 정상적인

없었다. 결론적으로, 수직 이동의 보정율 
보정율이 적어 상대적으로 로봇이 이동하며

킬때, 수직 성분의 보행 반동에 의한 흔들림은

지만, 수평 성분의 보행 반동에는 작지만 
는 것을 알 수 있다. Fig.5 는 로봇이 이동시

의 수평방향 변위, 속도 오차로 보행의 반동에

가 발생하는것을 볼 수 있고, Fig.6 는 수직방향

오차로 초기를 제외하고는 오차가 거의 
있다. 마지막으로 Fig.7 은 각각 0 초, 5 초, 9
23 초 일경우의 로봇 모델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Fig. 5 Result of Horizontal Position and Velocity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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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 같고 전체 시

 

Design for control system using Matlab Simulink 

 

Fig. 4 Schematic Diagram of Entire System 

보정한 물체의 수평, 
PD 제어기의 Gain

수직 위치 100, 수직 
보듯이 PD 제어기만으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제어에서는 물체의 안
설계하면 휴머노이드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보다 수평 이동의 

이동하며 물체를 이동시

흔들림은 잡을 수 있
 흔들림이 발생하

이동시 발생하는 물체

반동에 맞춰 오차

수직방향 변위, 속도 
 없는 것을 알 수 
, 9 초, 16 초, 19 초, 

나타내고 있다. 

 

Result of Horizontal Position and Velocity Error (Top: 

Position, Bottom: Velocity)
 

Fig. 6 Result of Vertical Position and Velocity Error

Bottom: Velocity)

 

Fig. 7 Simulation Result (Top Left
Mid Right: 16s,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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